저자점검표
Submission Checklist

논문을 제출하기 전에, 모든 필수 항목을 포함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항목에 대한 내용은 한국강구조학회 논문
집 규정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Before sending your paper to the journal’s Editor, please make sure that you have included all necessary details. Please consult the
Manuscript Regulations of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for further details of any item.
논문 제출 시,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For submission, please make sure you have provided:
□ 교신저자 관련사항 :
□ Name of the author designated as the corresponding author, along with their :
교신저자 이름
Name of corresponding author
E-mail 주소
E-mail address
발신자 주소
Full postal address
전화, 팩스 번호
Telephone and fax numbers
필요시, 핵심어와 분류 코드
Keywords and/or classification codes, if required.

자세한 내용은 ‘논문집부속규정1(원고작성규정)’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Consult the ‘Journal of KSSC’s Supplementary Regulation 1(Submission Regulations)’ for details.
□ 온라인 제출시 문서 파일은 표준 워드 양식(아래한글, Word)으로 작성함을 확인합니다.
□ Ensure that online submission or submission by E-mail text files are in a standard word processing format (아래한글, Word,
are preferred).
□ 그래픽은 고해상도이어야 합니다. 선호되는 양식은 TIFF과 EPS입니다. 모든 필수 파일은 업로드/첨부되어야 합니다.
□ Ensure that graphics are high-resolution. Preferred formats are either TIFF or EPS. Be sure all necessary files have been
uploaded/attached.
□ 모든 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목, 설명, 각주 포함)
□ All tables are present (including title, description, footnotes).
추가 점검 사항 :
Further considerations:
□ 원고의 맞춤법을 확인합니다.
□ Ensure your manuscript has been ‘spell checked.’
□ 참고문헌이 올바른 형식으로 되었는지 확인합니다.
□ Check that references are in the correct format for the journal.
□ 참고문헌에 언급된 참조는 본문에서 모두 인용해야 합니다.
□ All references mentioned in the Reference list must be cited in the text.
□ 다른 출처(웹 포함)로부터 저작권을 가진 자료의 사용에 대해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 Verify that permission has been obtained for use of copyrighted material from other sources (including the Web).

